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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lvin Koo 변호사는 소송 가액이 높은 크로스보더 정부 조사/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것을 전문
으로 하며, 아시아 전역에 걸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, 미법무부, 홍콩 염정공사, 홍콩 증권 선물위원
회 등 정부나 규제 기관이 실시하는 국제 조사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또한, 크로스보더 자산 추적 및 판결 집행 전략에 관하여 사기 및 기타 범법행위 피해자들에게 자문을
제공합니다.
코브레 & 김에 합류하기 전, Winston & Strawn LLP에서 화이트칼라 사건 조사, 증권 분쟁 집단 소
송, 파산 및 기타 관련 소송에서 기업과 경영진을 대리하였습니다.

Admissions

• 법무사, 홍콩
• 뉴욕

Education

• Northwestern University, BA

Languages

• 중국어

Select Engagements

• 아시아 투자 은행의 해외부패방지법 (FCPA) 및 HK 부패/뇌물수수 법 위반 혐의에
관한 미 법무부(DOJ),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(SEC), 홍콩 염정공사 (ICAC)를 포함한
미국 및 홍콩(HK) 정부 기관의 내부 조사 및 관련 수사에서 미국 투자은행의 고위 경
영진을 대리.

• 사기, 뇌물수수, 자금 세탁 관련 혐의에 대한 미 법무부,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
(SFC) 등의 복수 사법 관할권 조사에서 아시아 소재 사업체 간부를 대리.

• 세계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여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의 내부 조사에 대응
하기 위해 상하이, 타이페이 및 홍콩 소재 다국적 엔지니어링회사의 고위급 직원을
대리.

• 코인 공개에 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(SEC) 소환장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
술 회사를 공동 대리.

• 선물 상품 관련 반경쟁적 행위 혐의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(SEC), 미국 상품
선물거래위원회와 미 법무부(DOJ)가 조사를 실시한 일본 소재 국제 금융기관의 경
영진을 대리.

• 오일 및 가스 산업계 업무에서 비롯된 FCPA 위반 조사에서 DOJ가 제기한 범죄 혐
의에 대하여 아시아 소재 사업체 간부를 대리.

• 중국 내 잠재적 FCPA 위반에 대한 내부 조사에서 건강식품 제조사 및 유통사의 전
직 최고 중역을 대리.

• 회사의 소득과 수익을 부풀리기 위한 2억 불 사기성 책략에서의 본인 역할을 인정
하고 2017년 유죄를 선고받아 수 년의 복역 위기에 처한 방탄복 제공업체 Point
Blank Solutions Inc.(이전 DHB Industries Inc.)의 전 CFO를 대리하여 비수감 선
고를 확보.

• 주요 미디어 출판사의 이사회 특별 위원회를 대리하며 내부 고발자의 불만에서 비
롯된 해외 라이센싱 판매권 범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내부 조사 실시.

•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자산 회수와 관련하여 홍콩과 호주에서 국제 자산 회수 전략
구상, 시행을 통해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이 집행한 여러 회사의 미국 국제무역
위원회 파산 관재인을 대리.

• 아시아 소재 전 직원이 기획한 횡령 사건에서 미화 3천 6백만 불 이상의 해외 자산
회수를 추진하여 국제 운송회사를 대리.

• 투자 자문사의 계약 위반 혐의에서 비롯된 분쟁에서 홍콩 소재의 호주계 오일 & 가
스 회사 대리

• 상장 회사와 해당 SFC 조사에 관련된 홍콩 중재와 관련하여 홍콩 상장 회사의 이사
를 대리.

• 미화 7억불 이상이 투자된 남미 발전소의 엔지니어링, 조달 및 건설 계약에서 비롯
된 싱가포르 국제 상공회의소 중재 관련 분쟁에서 중국 재벌을 대리.
Professional & Community Involvement

• 홍콩 내 미국 상공회의소, 회원
• 미국 변호사 협회, 국제법 분야, 회원
• 노스웨스턴 대학교 동창회, 홍콩지부, 회원, 이사회
Publications & Presentations

•
•
•
•

기고자, 자산 추적 및 회수 리뷰 — 제 4판 (Law Business Research, 2016)
공동 저자, "외국 판결의 집행 - 홍콩" (Getting the Deal Through, 2017)
공동 저자, "인도의 급부상 — 신중하게 접근하기" (Regulation Asia, 2016 년 3월)
“판결 집행을 통한 투자가치 보존(Preserving Investment Value Through Judgment
Enforcement)” - Vol. XIX, No. 21 (Real Estate Finance Intelligence, 2013년 5월
27일)

변호사 광고. 이전 사건의 결과가 이후 사건에서의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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